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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인들의 감정 불안정 상태로 인한 질병과 사회문제, 범죄 등이 많은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. 본 논

문은 사람의 감정에 따른 생리 인 변화를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

을 조 할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여 조 한다. 사람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HRV(심장박동

변화율)로 변환하면 그 사람의 재 기분을 추정해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용하여 기분에 따라 

알맞은 음악을 자동으로 선택 하여 들려 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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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-2) 시스템 구조

1. 서  론

  감성은 감성을 유발하는 외부 자극 때문에 발생하는 인

체의 반응으로 신체의 반응과 생리 인 변화를 수반한다.  

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인간의 건강상태나 신체 상태를 나

타내는 기술이 많이 등장하 고 그에 한 많은 연구들이 

진행되었다. 그 에 인간의 가장 요한 생체신호인 

HR(Heart Rate), HRV(Heart Rate variability) 측정을 통

한 신체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었다. 

HR이나 HRV 데이터를 주 수 역에서의 분석을 통해 

인간의 정서 인 각성을 일으키는 교감신경계, 부교감신경

계의 활성도를 추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허[1]

가 발명되었고 이에 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

게 진행 이다[2-5]. 

  본 논문에서는 감성공학 측면에서 근하여 HRV를 측

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간의 감정상태를 나타내고 감정 

평가 결과에 따라 한 음악을 선택하여 들려 으로 사

람의 감정을 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. 시간에 

따른 심박의 주기 인 변화를 HRV, 즉 심박 변이도라 하

는데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상호 작용과 

련이 있다. HRV를 주 수 역에서 분석해보면 LF(Low 

Frequency, 0.04~0.15 Hz)성분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

계의 활동을 동시에 반 하고 반  성분인 HF(High 

Frequency, 0.15~0.4 Hz)성분은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반

한다. 한 HF/LF의 비를 통해 자율신경의 균형정도를 

나타낸다. 본 시스템은 HRV를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분

석하여 LF, HF, HF/LF의 비를 계산하여 감정상태를 단

계 으로 표 하고 뮤직 이어를 통한 음악재생으로 정

서 인 안정을 유도한다.

   
2. 시스템 구성  구

  본 시스템의 개념 모델은 (그림-1)과 같다. 

(그림-1) 개념 모델  

  본 시스템을 실 하기 하여 시스템 구조는 (그림-2)

와 같다. 

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(2009. 4)

- 696 -



(그림-5 )

(그림-6) 지그비 수신장치

(그림-11) 음악 재생기

(그림-3) PPG센서 원리

(그림-4)

(그림 7) (그림 8) 

(그림 9) 

(그림 10) 

  본 시스템은 심박 측정을 한 심박측정 모듈, 이를 

송하기 한 송 모듈과 수신 모듈, 수신된 심박 데이터

를 분석하기 한 데이터 분석 모듈, 분석 데이터를 장

하는 데이터 장 모듈, 분석 결과에 따라 한 음악을 

선택하여 재생하는 음악출력모듈로 구성된다.

2.1 심박측정  송 모듈

  심박수는 PPG(PPhotoplethysmography) 방식의 센서를 

이용하여 귀나 손가락 끝에 부착하여 측정한다. PPG센서

는 (그림-3)과 같이 피부에 부착된 Photo센서를 이용하여 

액에 의존하는 반사 빛에 의해 류량을 측정하게 된다.  

  심박측정모듈에서 측정된 심박데이타(HR)는 송모듈을 

통하여 송된다. 본 시스템에서는 지그비 통신방식을 통

하여 무선으로 송된다. 본 시스템에서는 심박데이타를 

지그비 통신 패킷의 36번지에 장하여 1  마다 송신한

다. (그림-4)은 PPG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하여 데이터를 

수집하는 모습이다. (그림-5)는 지그비 송신장치이다.

2.2 데이터 수신 모듈

  데이터 수신 모듈은 데이터 분석모듈과 연결되어 지그

비 로토콜로 송된 HR 데이터를 추출한다. (그림-6)은 

지그비 수신 모듈로 USB방식으로 데이터분석모듈 컴퓨터

에 속된다.

2.3 데이터 분석 모듈

  1  단 로 수집되는 HR 데이터는 단순주 수를 나타

낸다. 이것을 시간 역으로 바꾸기 해 주기로 환산한 후 

재와 1  , 두 가지 라메터의 차를 구하여 HRV를 

계산한다. HRV를 FFT(Fast Fourier transform)을 통해 

PSD(Power Spectrum Density)를 계산하고 주 수 역으

로 나타낸다. 이 게 수집된 데이터인 HRV, LF, HF를 

(그림-8), (그림-9) 과 같이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HF/LF

의 비율 한 (그림-10)과 같이 표시한다. HF/LF의 비율

을 통해 감정상태를 (그림-11)과 같이 표시하게 된다.

  감정은 FEAR(공포,불안), SORROW(슬픔), NORMAL

(안정), HAPPY(행복), ANGER(흥분)의 5 단계로 나타내

어진다. 감정단계의 기 은 감정상태 연구 보고서와 논문

1)2)3)4)5)을 참고하 으며 본 시스템의 지정된 각 단계의 

HF/LF의 비율에 의해 10  마다 재설정 된다.

2.4 음악 출력 모듈

  감정단계를 통해 그에 맞는 음악을 DB에서 불러와 자

동선곡  재생해 주고 정서 인 안정을 유도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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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-13) 측정 데이터 출력  리

(그림-12) 감정 조  사이클

2.5 시스템 테스트

  본 시스템은 (그림-12)와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, 

테스트를 해 최종단계인 ‘정서 안정 유도‘를 해서는 

최소 5분 이상의 데이터 측정이 요구되었다. 한 개개인

의 생체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아 

(그림-13)와 같이 측정 데이터와 분석 정보를 5  단 로 

출력하여 로그 일을 장하게 하여 데이터의 정규화에 

이용토록 하 다. 학 축제 기간을 통하여 감정조  사이

클이 정상 으로 조 됨을 확인하 다. 

3. 결 론

  사람의 HRV를 측정하여 감정상태를 나타내고 감정 평

가 결과에 따라 한 음악을 선택하여 들려주어 감정을 

조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. PPG방식으로 심박데이터

를 측정하고 이를 지그비 무선 방식으로 송하고 이를 

HRV를 계산하고 HRV의 PSD를 계산하여 감정 상태를 

결정하 다. 결정된 감정상태에 따라 음악 재생기능을 이

용하여 감정 상태를 조 하도록 하 다. 시험을 통하여 정

서 안정 유도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. 

  본 시스템의 개발로 정서  안정이 필요한 요양 시설이

나 개인의 감정을 이용한 스마트 음악 이어 같은 제품

에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. 정서 안정 유도를 한 

개발인 만큼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 목 으로 사용하거

나 PPG센서의 디자인을 착용이 용이한 반지나 목걸이 등

의 신체 착형 형태로 만들어 실생활에서도 편하게 사용

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에 따라 스트 스 등

으로 정서상태의 안정을 쉽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 

사용한다면 그로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나 건강을 

해치는 요인들을 일 수 있을 것이고 병원이나 기업 등

에서 량으로 생산하여 매,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

한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.

  사람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이를 데이터화하여 IT기술

에 목시키는 기술은 오늘날 많은 각 을 받고 있는 분

야이다. 인간의 보다 윤택한 삶을 하여 IT와 BT의 결

합기술은 날로 발 되어지고 있다. 보다 더 정 하고 간편

한 측정기술만 뒷받침 되어진다면 단순한 감정상태를 안

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생각만으로 의지를 물리 으로 표

할 수 있는 기술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시스템

이 이와 같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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